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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중  조  명

용하지만 2층을 사용하는 경우도 32.7%, 3층은 

16.7%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이 어린이집보다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사용 층

도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지며 단독 건물비율이 높

으므로 지하층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표2 참조).

나. 면적

유치원의 면적을 보면, 평균 대지 면적은 1,322㎡ 

(표준편차 1,464㎡)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120

㎡(표준편차 1,101㎡)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공립의 면적이 사립보다 더 넓었다. 그러

나 공립 내에서 표준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병

설-단설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

야 한다. 어린이집의 평균대지 면적은 748㎡이

며, 그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은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치를 비교해 보면, 영유

구분 (반)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상 (사례수)

유치원 전체 14.9 85.1 49.2 24.2 5.0 1.3 (524)

공립 1.5 89.0 31.6 6.5 1.1 1.1 (263)

사립 28.4 81.2 67.0 42.1 8.8 1.5 (261)

어린이집 전체 5.7 88.3 32.7 16.7 2.7 0.6 (630)

국공립 11.1 88.9 45.4 23.1 5.6 1.9 (108)

사회복지법인 10.1 70.8 65.2 31.5 2.2 0.0 (  89)

법인·단체 5.7 86.8 41.5 18.9 0.0 0.0 (  53)

민간 3.8 93.1 31.4 21.4 3.8 0.0 (159)

직장 8.3 80.6 34.7 9.7 4.2 0.0 (  72)

가정 0.0 97.3 2.6 0.7 0.0 0.0 (149)

〈표 2〉 유치원·어린이집 건물의 사용 층 
단위: %, (개원)

구분
대지면적

사례수
연면적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치원 전체 1,322.4 1,464.1 300 1,119.6 1,101.2 307

유아 1인당 11.1 (평균 정원 119명 기준) 9.4 (평균 정원 119명 기준)

설립 유형

공립1) 1,967.9 1,896.2 58 1,488.9 1,540.4 61

사립 1,167.7 1,298.0 242 1,028.0 951.0 246

어린이집 전체 748.1   1,104.13 560 550.9      1,089.45 573

영유아 1인당 12.7 (평균 정원 59명 기준) 9.3 (평균 정원 59명 기준)

설립 유형

국공립 1,036.5 514.5 97 507.3 556.4 101

사회복지법인 794.4 614.4 87 611.5 807.7 87

법인·단체 1,323.3 721.6 48 716.7 1,464.3 47

민간 473.4 376.1 149 380.3 410.3 148

직장 841.1 566.9 64 578.1 592.5 68

가정 310.2 296.7 115 182.4 181.4 122

〈표 3〉 유치원·어린이집 평균 면적1) 

** p < .01, *** p < .001
주: 1) 초등병설유치원은 조사에서 제외함.  

단위: ㎡,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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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인당 건물면적(연면적)에서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9.3~9.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다. 놀이 시설

약 90%의 유치원이 실외놀이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립유치원이 94.7%로 사

립 84.3%보다는 높은 실외놀이터 구비율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운

동장을 활용하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어 이를 고

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독립

적인 실외 놀이터를 갖추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52.6%로 나타났다(표4 참조).

옥외 놀이터를 가진 경우,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검사받았다’는 

응답이 유치원은 93.2%, 어린이집은 82.2%로 

대부분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검

사를 받지 않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치원은 6.8%, 어린이집은 17.8%가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검사를 받은 비율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구분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5 참조).

구분 옥외 
놀이터

초등학교 
운동장

실내 
놀이터

인근 
놀이터

옥상 
놀이터

옥내 
놀이터 기타 사례수

유치원 전체 89.5 28.4 17.7 11.5 3.1 1.0 2.7 524

공립 94.7 55.1 11.4 4.9 1.5 0.8 1.5 263

사립 84.3 1.5 24.1 18.0 4.6 1.1 3.8 261

어린이집 전체 52.6 1.1 27.1 43.3 5.5 0.8 2.7 631

국공립 58.3 0.0 14.8 41.7 8.3 1.9 3.7 108

사회복지법인 78.7 0.0 25.8 22.5 9.0 1.1 0.0 89

법인·단체 64.2 0.0 15.1 26.4 0.0 0.0 3.8 53

민간 52.2 1.3 26.4 45.3 7.5 1.3 1.3 159

직장 56.9 4.2 41.7 29.2 8.3 0.0 4.2 72

가정 27.3 1.3 34.7 67.3 0.0 0.0 4.0 150

〈표 4〉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놀이터 유형 
단위: %, 개원

구분 검사받았음 검사받지 않음 모름 계(사례수)

유치원 전체 93.2  5.8 1.0 100.0(469)

공립 98.4  0.8 0.8 100.0(249)

사립 87.3 11.4 1.3 100.0(220)

어린이집 전체 82.2  9.9  7.9 100.0(332)

국공립 87.3 12.7  0.0 100.0(  63)

사회복지법인 91.4  7.1  1.5 100.0(  70)

법인·단체 94.1  5.9  0.0 100.0(  34)

민간 74.7 10.8 14.5 100.0(  83)

직장 92.7  2.4  4.9 100.0(  41)

가정 53.7 19.5 26.8 100.0(  41)

〈표 5〉 옥외 놀이터 놀이기구 안전검사 여부 
단위: %,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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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운행

가. 운행 여부

유치원의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비율은 72.3%

로, 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비해 2.5배 이상 많

았다. 사립유치원은 98.1%가 등하원 차량을 운

행하고 있고 공립의 경우는 46.8%가 차량을 운

행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공립의 경우 읍면지

역 병설유치원이 초등학교와 함께 등하교 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비율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비율은 

약 60%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

로 비교해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95.5%로 가장 높은 운행 비율을 보였고 직장어

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은 운행률이 낮았다.

나. 운전자

등하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 담당자를 보면, 

유치원은 전문 운전기사가 94.7%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으나, 어린이집은 원장이 26.5%, 교

사가 1.4%, 그리고 전문 운전기사가 68.5%로 운

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전기사가 차량

을 담당하는 비율이 70%가 안 되고 원장의 비율

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이 운전하는 경우가 전혀 

없고 기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98%여서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차량을 운전하는 비율이 82.8%에 달해 

매우 높았다. 이로 인해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사 겸임인 경우도 많아 운전까지 맡게 되면 업

무 과중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동승자

등하원 차량에 운전기사 외에 영유아 안전을 

위해 동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유치원과 어린

이집 모두 99% 이상이 동승자가 있는 것으로 응

답하였다. 유치원의 경우 동승자로는 등원 기준 

교사가 71.1%로 가장 많고 차량보조 전담인력이 

28%, 원장 등 기타 인력이 3.2%인 것으로 나타

구분 운행함 운행하지 않음 계(사례수)

유치원 전체 72.3 27.7 100.0(469)

공립 46.8 53.2 100.0(249)

사립 98.1  1.9 100.0(220)

어린이집 전체 59.7 40.3 100.0(631)

국공립 42.6 57.4 100.0(108)

사회복지법인 95.5  4.5 100.0(  89)

법인·단체 86.8 13.2 100.0(  53)

민간 83.6 16.4 100.0(159)

직장 11.1 88.9 100.0(  72)

가정 39.3 60.7 100.0(150)

〈표 6〉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운행 여부 
단위: %, (개원)

구분 원장 교사 운전기사 기타 계(사례수)

유치원 전체 1.5 0.3 94.7 3.5 100.0(717)

공립 0.0 0.0 94.5 5.5 100.0(164)

사립 2.0 0.4 94.8 2.9 100.0(553)

어린이집 전체 26.5 1.4 68.5 3.6 100.0(505)

국공립  0.0 1.9 98.1 0.0 100.0(  52)

사회복지법인 12.1 2.1 85.7 0.0 100.0(140)

법인·단체 7.6 1.5 86.4 4.5 100.0(  66)

민간 35.4 1.1 57.5 6.1 100.0(181)

직장  0.0 0.0 87.5 12.5 100.0(    8)

가정 82.8 0.0 12.1 5.2 100.0(  58)

〈표 7〉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운전자 
단위: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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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러나 설립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있어, 공

립유치원에서는 91%가 차량 동승 전담인력이 있

어 이들이 동승을 하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92%가 교사를 동승인으로 응답하여 사립 교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린이

집의 경우 차량에 동승하여 영유아의 차량 탑승

을 돕는 인력으로는 96% 이상이 교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8 참조).

3. 반(학급) 구성

유치원 연령별 학급 운영 비율을 보면, 5세 학

급이 76.1%로 가장 많이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4세 학급, 3세 학급, 복식학급 순으

로 이어진다. 어린이집 연령별 반 운영비율을 보

면, 2세반이 85.4%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

고, 다음으로 1세반, 3세반, 0세반 순이었으며 5

세반(28.%)과 4세반(31.9%)이 가장 낮은 운영비

율을 보였다.

4. 운영 시간

가. 기본 운영 시간

운영시간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평균 시각이 오전 8시 45분이었고 종

료는 오후 2시 1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집은 평균적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시각이 오전 7

시 42분이었고 종료는 오후 7시 29분이었다.

구분
(사례수) 0세반1세반2세반3세반4세반5세반 연령 

혼합반
평균반
반 수

유치원(524) - - - 58.1 67.3 76.1 34.1 4.2
어린이집(631) 44.2 81.3 85.4 51.0 31.9 28.8 42.6 6.0

〈표 9〉 연령별 학급 운영 비율과 반 수 
단위: (개원), %, 개

구분
교사 전담인력 기타 동승안함

(차량수) 
등원 하원 등원 하원 등원 하원 등원 하원

유치원 전체 71.1 67.3 28.0 29.5 3.2 4.1 0.7 0.8 (717)

공립 1.2 1.2 90.9 90.2 5.5 5.5 3.0 3.7 (164)

사립 91.9 86.8 9.4 11.6 2.5 3.6 0.0 0.0 (214)

어린이집 전체 96.2 96.2 2.6 2.6 3.8 3.4 0.4 0.4 (505)

국공립 100.0 100.0 5.8 7.7 1.9 1.9 0.0 0.0 (  52)

사회복지법인 100.0 97.9 0.0 1.4 0.0 0.7 0.0 0.0 (140)

법인·단체 98.5 93.9 3.0 4.5 4.5 4.5 1.5 1.5 (  66)

민간 95.0 97.8 3.3 1.7 2.8 1.7 0.0 0.0 (181)

직장 87.5 100.0 0.0 0.0 12.5 12.5 0.0 0.0 (    8)

가정 84.5 86.2 3.4 1.7 15.5 13.7 1.7 1.7 (  58)

〈표 8〉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동승자 
단위: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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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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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반

[그림 1] 유치원·어린이집 연령별 반 운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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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 시간 운영

유치원 교육과정 이외에 추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아침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비

율은 전체 응답 기관 524개원 중 20%인 105개

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96.9%가 운영하고 있었다. 야간 돌봄은 14.5%

가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과 달리 12시간 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오후 7시 30분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비율이 28.1%였고, 일

요일·공휴일 보육을 제공하는 휴일보육은 5.2%, 

24시간 보육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은 1.0%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표11 참조).

5.   교사

가. 연령 및 경력, 학력 분포

유치원 교사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27.4%, 40대 19.6%, 50대 이상 11.2%였다. 교

사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이 45.3%였고 

전문대 졸업은 54.6%였다. 10년 이상 경력가가 

25.2%였다.

어린이집은 30대 교사가 3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대 31.6%로 유치원과 조금 차이가 있

었다. 어린이집 교사 중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는 34.7%였고 고졸은 10.9%였다. 10년 이상 경

력자는 12.7%에 불과하여 분포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를 볼 수 있다(표12 참조).

유치원
방과후 과정 아침 돌봄 야간 돌봄 (사례수)

96.9 20.0 14.5 (524)

어린이집
연장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사례수)

28.1 5.2 1.0 (631)

〈표 11〉 시간 추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개)

교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사례수)

유치원 41.8 27.4 19.6 11.2 100.0(3881)

어린이집 31.6 36.1 25.5 6.8 100.0(4168)

〈표 12〉 유치원 교사 연령·학력·경력

주: 원장이 해당 기관 모든 교사에 대해 답한 결과이므로 사례수가 매우 많음.

단위: %, (명)

교사
학력

고졸 2년제 졸 3년제 졸 4년제 졸 대학원 졸 계(사례수)

유치원 - 20.9 33.8 32.6 12.7 100.0(3861)

어린이집 10.9 42.8 11.6 31.6 3.1 100.0(4158)

교사
경력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계(사례수)

유치원 13.1 21.2 20.0 20.5 25.2 100.0(3852)

어린이집 14.0 25.6 20.2 27.5 12.7 100.0(4122)

구분(사례수) 기본 일과 시작 기본 일과 종료 (사례수)

유치원 (오전)8시 45분 (오후)14시 15분 (523)

어린이집 (오전)7시 42분 (오후)19시 29분 (631)

〈표 10〉 유치원·어린이집 평균 일과 시작 및 종료 시간 
단위: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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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 시간

유치원 설립유형별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을 보

면, 공립담임교사가 8시간 35분, 사립담임교사

가 10시간 23분으로, 사립담임교사가 공립담임

교사보다 약 2시간 정도 더 오래 근무함을 알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편차를 감안한다

면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는 일일 평균 9시간 34분을 근무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교사 근무

시간이 가장 길었다. 표준편차를 감안하면 많은 

수가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사회복지법인과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편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3 참조).

다. 급여

유치원 담임교사의 급여와 관련해 기본급은 전

체 평균이 약 217.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조

구분
시작시각 종료시각 근무시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치원 9:06 31분 19:01 56분 9시간 53분 67분 (2,350)

공립 9:20 38분 18:01 40분 8시간 35분 46분 (   685)

사립 9:01 25분 19:24 41분 10시간 23분 47분 (1,620)

어린이집 9:16 40분 18:50 44분 9시간 34분 50분 (6,075)

국공립 9:20 37분 18:43 40분 9시간 23분 41분 (1,112)

사회복지법인 9:08 37분 19:05 40분 9시간 56분 55분 (1,229)

법인·단체 9:05 42분 18:47 44분 9시간 42분 45분 (   541)

민간 9:17 39분 18:47 43분 9시간 29분 48분 (1,531)

직장 9:28 39분 18:50 43분 9시간 22분 41분 (   719)

가정 9:14 41분 18:44 50분 9시간 26분 54분 (   943)

〈표 13>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평균 근무 시간

주: 원장이 해당 기관 담임 교사에 대해 답한 결과이므로 사례수가 매우 많음.

단위: 시, 분, (명)

구분
기본급 수당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유치원 217.4 80.3 56.6 34.8 274.0 721

공립 267.4 79.7 69.0 38.2 336.4 373

사립 164.4 33.0 43.1 24.2 207.5 348

어린이집 147.8 38.2 33.4 24.0 181.2 971

국공립 180.1 27.0 34.3 35.6 214.4 151

사회복지법인 179.5 29.4 33.7 20.0 213.2 141

법인·단체 175.5 33.0 41.8 32.0 217.3  77

민간 127.0 24.5 32.8 21.3 159.8 253

직장 178.1 23.7 39.0 16.9 217.1  89

가정 113.8 14.2 28.7 15.8 142.5 260

〈표 14> 교사 평균 기본급과 수당(8~10년 경력 기준)
단위: 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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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중  조  명

사의 교사 평균 경력이 10년 정도임을 고려해야 

한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사립

유치원 교사에 비해 110만원 이상 많았고, 수당

의 전체 평균은 56.6만원으로 공립이 사립유치

원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경력 8년 이상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기본급은 147.8만원, 수당은 33.4만원으로 나

타났다. 설립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에 비해 6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설립

유형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표14 참조). 

6.   개선 요구

마지막으로,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개선을 요구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원장

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가. 시설 환경의 개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환경 개선이 시급

히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특히 바깥놀이

시설 개선, 교사실과 화장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공통의 목소리를 내었다. 구체적으로 바

깥놀이 환경과 관련해서는 시설과 공간이 부족

하고 시설 수리와 보수, 안정성 확보에 더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었다. 교무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독립된 공간의 교사실이 필

요하고 기자재 등 설비가 개선되기를 바랐다. 또

한 화장실 환경 개선 요구도가 높았는데, 유치원

의 경우는 교실별, 성별로 독립된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은 편이었으나 어린이집에

서는 교사용 성인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15 참조).

나. 행정 간소화와 보조인력 지원 요구

유치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사항

으로 행정 간소화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 보조 인력 지원이 25.0%로 높

구분 바깥 
놀이 교사실 화장실 보건실 실내

공간
실내 시설

설비
급·간식 

영역
흥미
영역 기타 계(사례수)

유치원 22.6 17.2 13.2 11.4 8.6 7.4 7.4 4.9 7.5 100.0(721)

어린이집 23.0 18.3 10.9 7.9 8.9 7.1 4.7 6.3 12.9 100.0(971)

〈표 15〉 환경 개선 요구 분야

주: 교사의 응답 결과임.

단위: %, (명)

구분 행정 
간소화

보조
인력 

재무
회계 

교육 
관련

정보 
자료 

연수
확대

부모
교육

포상
확대

지역
연수 기타 없음 계(사례수)

유치원 51.9 25.0 7.3 3.6 3.1 2.7 1.9 1.5 1.0 0.6 1.5 100.0(524)

어린이집 47.3 27.0 7.0 4.6 4.0 2.7 1.7 2.1 1.9 0.5 1.3 100.0(630)

〈표 16〉 행정적 지원의 요구

주: 원장의 응답 결과임.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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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재무 회계 관련이 7.3%로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우

선 분야를 살펴보면 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요구 

순위를 보여준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행정 간

소화가 47.3%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고 보조 인

력 지원이 27.0%, 재무 회계 관련이 7.0%로 그 

뒤를 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장학지도 

등의 교육관련, 교수학습자료 등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연수 확대, 부모교육, 포상확대는 상당히 

작은 비율로 응답하였다(표16 참조).

다. 교사 근무 조건 개선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들이 교사 처우 또는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개방식 질문으로 수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은 교사의 급여, 수

당, 일일근무시간 등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요

구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유치원은 인력지원에 

대한 요구가 어린이집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급여와 관련한 교사처우 개선 문제를 제외

하면 유치원 교사의 요구가 다양한 부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17 참조).

7.   비교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운영 실태 조사의 결

과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간략히 비교해

보고 그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건물의 형태에서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단독건물이 조금 많은 편이고, 어린이집이 2층

까지 저층만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유치원

은 지하층 이용 비율이 어린이집보다 높다. 대지 

면적은 아동 1인당으로 비교할 때 어린이집이 유

치원보다 1.6㎡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영아 보

육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어린이

집과 유치원 간 통합을 논의하는 시점이 된다면 

시설 기준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실외놀이터를 구비한 비율에서 유치원

이 어린이집보다 37% 가까이 더 많았으나 이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포함이 원인일 

수 있으며, 실내놀이터를 구비한 비율은 어린이

집이 10%정도 더 높았다. 현재 어린이집은 50인 

이하인 경우는 실외놀이터를 필수 구비 시설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영아 비율이 높은 어린이

집이더라도 2세의 경우는 발달상 실외놀이터가 

분야 내용 유치원 
(n=721)

어린이집 
(n=839)

근무환경 학급당 정원, 교사 대 아동비율, 연수제공, 행정업무 간소화 등 35.8 31.8

교사처우 급여, 수당, 일일 근무시간, 처우개선비 등 29.5 78.0

유아교육정책 교사제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누리과정운영지원 등 28.7 21.6

인력지원 방과후교사 배정, 보조인력배정, 행정인력지원 등 17.2 6.4

기타 유아교육의 사회적 인식변화, 부모교육 실시 등 19.6 9.9

〈표 17〉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와 관련한 개선 요구사항
단위: %, (명)

 



16  육아정책포럼

집 	 중 	 조 	 명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령을 고려

하여 기존 기준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차량을 운행하는 

비율은 높으나 가정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

면 어린이집의 운행비율이 높아진다. 차량을 운

전하는 인력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유치원은 

95%가 전문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67%만이 전문 기사

가 운전하고 있어 원장이 운전하는 경우 업무 과

부담과 전문 인력 부재로부터 오는 안전 확보 미

흡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유치원은 5세반의 운영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어린이집은 2세반 운영율이 가장 높고 5세

반이 가장 낮았다. 유아반 중에는 어린이집에서 

3세반 운영율만이 50%를 넘었다. 연령이 높을수

록 ‘교육’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높아져 기관 선

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을 짐작할 수 있다.

다섯째, 교사 학력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 이

상이 유치원은 45.3%, 어린이집은 33.7%로 나왔

다. 고졸 보육교사는 10.9%였다. 또한 근무 시간

에 있어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이 어린이집 

교사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과 보육 간 통합의 문제에서 교

사 자격 기준이나 양성 및 근무 조건의 문제가 현

실을 고려하여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특히 고졸 보육교사의 자격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행정간소

화와 보조인력 채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교사

는 실외놀이시설이나 교사실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또한 근무 조건과 관련하여 유치

원 교사는 특히 근무 환경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

으로 많았으나 보육교사는 급여 등 처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시설 운영 상 행정적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에 대한 부담 역시 매우 

크므로 보조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의 처우

는 앞서 논의한 자격 기준과도 연결되는 문제이

므로 전반적인 교사 양성 과정과 자격제도, 처우 

개선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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